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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상황 시 MatSIM을 활용한 도시부 도로네트워크 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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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possibilities of traffic pattern analysis using MatSIM for urban road network operation
in incident case.

METHODS : One of the stochastic dynamic models is MatSIM. MatSIM is a transportation simulation tool based on stochastic dynamic
model and activity based model. It is an open source software developed by IVT, ETH zurich, Switzerland. In MatSIM, various scenario
comparison analyses are possible and analyses results are expressed using the visualizer which shows individual vehicle movements and traffic
patterns. In this study, trip distribution in 24-hour, traffic volume, and travel speed using MatSIM are similar to those of measured values.
Therefore, results of MatSIM are reasonable comparing with measured values. Traffic patterns are changed according to incident from change
of individual behavior.  

RESULTS : The simulation results and the actual measured values are similar. The simulation results show reasonable ranges which can be
used for traffic pattern analysis.

CONCLUSIONS : The change of traffic pattern including trip distribution, traffic volumes and speeds according to various incident
scenarios can be used for traffic control policy decision to provide effective operation of urban roa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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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컴퓨터 기술의 빠른 성장과 좀 더 세

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동적 모형을 이용한 수

요 추정 방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한 동적인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과 상호작용을 모델링

하기 위해 미시 시뮬레이션 접근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접근법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뮬레이션이 바로

Multi-Agent Transport Simulation(MatSI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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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SIM은 행위자 기반의 동적 확률적 시뮬레이션이

며 점진적 최적화 기법을 도입하여 주어진 계획에 따른

개별 행위자의 경로와 출발시간 선택을 최적화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MatSIM은 연구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

라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다. 이

것은 MatSIM이 주어진 입력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거시적 통행 수요예측이 광범위하게 사용되

어 왔다. 하지만 국내에는 실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미시적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개별 행

태 모형을 만들어 유고상황 분석을 시도해 봄으로써 도

로교통 운 상 필요한 시뮬레이션 연구의 활용 가능성

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국내 적용 가능한 개별 행태모형을 구축하

여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에 개별 행태를 분

석하기 위한 분석 tool인 MatSIM을 사용한다.

MatSIM의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2.2. MatSIM의 통행배정 이론

2.2.1. 동적 모형

동적이라는 용어는 시간에 따른 대상 체계의 변화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링크 교통량, 통행 비용 그리고 교

통수요는 시간에 대한 함수이다.

동적 배정은 경로에 따른 링크 통행이 시간에 따라 경

로의 첫 번째 링크부터 마지막 링크까지 순차적으로 배

정된다. 따라서 링크 비용의 변화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

다. 이것은 네트워크상에 현실적인 반 을 뜻한다. 

동적 배정모형은 배정된 통행이 시간에 따라 목적지

까지 움직이므로 교통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링크상의 즉각적인 유입류는 유출류와 같을 필요가 없

다. 따라서 대기행렬은 시간에 따라 만들어지고 소멸하

게 된다.

2.2.2. 확률적 모형

확률적이라는 것은 선택 모형에서 도로 이용자들에

적용되는 가정의 차이를 말한다. 경로선택과 출발시간

선택의 알고리즘을 결정한다.

확률적 모형은 모든 도로 이용자들이 실제 비용을 인

지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이며 또한 각각의 경로에 대한

실제 비용 추정도 어렵다고 받아들인다. 실제 비용과 추

정 비용간의 차이는 임의의 오차항이다. 이러한 가정에

서, 각각의 이용자는 실제 최소비용 대신에 이용자가 추

정한 최소비용에 의한 경로선택을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용자들은 같은 OD pair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배정 알고리즘은 확률적 다중

경로 알고리즘이라 하고 대개 랜덤 효용 이론에 기초하

고 있다(e.g., 로짓/프로빗 모형의 양식). 

랜덤 효용 방법에서, 로짓 또는 프로빗 모형의 선택은

통행 비용을 이용해 OD pair에 따른 각각의 경로 선택

에서 이용자들의 확률을 계산하는데 쓰인다. path

flow는 총 OD 수요를 각각의 경로에 대한 확률로 곱하

여 얻어진다. 실제에서는 이것이 아주 복잡하고, 로짓

또는 프로빗 모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Dial 알고리즘(1971)은 로짓 모형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Monte Carlo

Simulation은 프로빗 모형을 모방하기 위해 사용되었

다(Papageorgiou (ed.) 1991).

2.2.3. 비 평형 모형

비 평형은 네트워크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대개 교통

류와 비용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반

하지 않은 정적 또는 relax한 상태로 가정한다. 예를 들

면, 다수의 통근자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다양한

선택을 한다는 사실에 기초해 네트워크가 정적 상태로

규정된다.

2.2.4. 동적 확률적 비 평형 모형

이 모형은 OD수요의 변화, Link flow, 비용, 그리고

혼잡의 시간에 대한 점진적 변화를 설명한다. 뿐만 아니

라, 출발시간과 경로선택의 임의성도 설명하고 있다

(Cascetta 1989).

모형은 시간에 따른 네트워크 체계의 점진적 변화를

확률적 프로세스로 표현한다. OD수요는 다항 로짓 또

는 프로빗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순차적으로 배정된

다. 이용자들이 이전의 경험으로 습득한 지식과 예측 메

카니즘으로 대표되는 이동평균법으로 경로 선택과 출발

시간 선택의 결합효용이 계산된다. 혼잡교통 네트워크

에서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경로를 결정하는데 매일 업

데이트되는 교통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화하려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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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순간 Adaptive routing strategy를 모형은 반

할 수 있다.

어떤 사용자도 조금 더 빨리 혹은 늦게 출발하거나 다

른 경로를 선택한 것에 대해 사용자들이 알고 있는 비효

용을 줄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정적 상태의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모형을 구별하기 위해, OD 수요는 각

각의 경로상의 각각의 링크에 순차적으로 배정된다. 따

라서 이동 성향을 반 하고 있다. 그리고 경로선택과 출

발시간 선택의 결합 효용은 랜덤효용모형(다항 로짓/프

로짓 모형)에서 쓰인다.

3. MatSIM

본 연구를 위한 Modeling tool은 MatSIM으로써 동

적 확률적 모델 기반, 활동 기반 통행 시뮬레이션이며

VSP, TU Berlin, Germany, 그리고 IVT, ETH

zurich, Switzerland에서 개발하는 Open source

software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비교 분석

할 수 있으며, 결과 분석 시에 개별 차량의 움직임과 교

통패턴의 변화를 시각적으로도 쉽게 볼 수 있다. 무엇보

다도 MatSIM에 쓰이는 모든 Module 설명 및 명령어

가 Open Source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다 쉽게 조작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3.1. Input File

MatSIM의 Input file에는 Plan File, Network

File, Configuration File은 Input 과정에서 반드시 필

요하며, 부가적인자료로는Facilities File 등이있다.

통행은 개별 행위의 결과이다. 개별 행위가 통행발생

의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모든 단일 통행의 특징들

즉, 통행 수단, 출발시간, 목적지, 경로 등은 개별행위

자가 특정 시간대에 행한 행위와 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통행 사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통행 행태 분석

이 있어야 한다.

3.2. Logical group

MatSIM은 4가지의 Logical group으로 구성되어지

는데. MatSIM-DATA, MatSIM-INI, MatSIM-EA,

그리고 MatSIM-ANALYSIS(Balmer 2007)가 있다.

각 Group은 다양한 Module을 포함한다.

첫 번째 MatSIM-DATA는 센서스 자료 또는 통합

통행 매트릭스(Aggregated trip matrices)를 포함한

자료 준비과정이다.

두 번째 MatSIM-INI는 Raw data를 각 행위자의

개별 초기 활동 계획으로 변환한다.

세 번째 MatSIM-EA는 행위자 Plan을 최적화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MatSIM-ANALYSIS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하고 검증하며, 시각화한다.

여기서 MatSIM-EA는 4가지 Group의 핵심적인 역

할을 한다. MatSIM- EA는 반복 수요 계획으로 점진

적인 최적화 프레세스를 수행한다. MatSIM-EA는

MatSIM-DB, MatSIM-EXEC,MatSIM-SCORES,

MatSIM-STRATEGY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

분은 여러 함수의 모듈을 포함한다. 여기서 MatSIM-

DB는 다른 세부분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초기

Plan과 Iteration 과정에서 수정된 각 행위자의 Plan

들을 보존하며 다음의 과정들로부터 반복적인 피드백

사이클을 제어한다. 

첫째, 각 행위자에 부하된 메모리를 관리한다, 초기

plan을 메모리로 불러들인다. 둘째, 행위자들의“선택

된”plan들의 집합체를 MatSIM-EXEC를 불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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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put Data(MatSIM)

Input Data

Division Category Contents

Required
Data

Plans File
(population and

demand)

id, age, act type, 
leg mode, start·

end time

Configuration File
(Parameters organized

in modules)

input·output, scoring,
parameter

Network File
(transport infrastructure)

node&link id, xy
coordinate, freespeed,

capacity, lanes

Additional
Data

Facilities File
(roughly translate to

buildings)

facility id, xy coordinate,
activity type, open time,

start·end time

Table 2. Output Data(MatSIM)

Output Data

Division

Events

Plot and Text Files

Score Statistics

Travel Distances 
Log file

Stop Watch 
Visualizer

Leg Histogram 

Counts Trip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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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or-mobsim으로 전송한다. 셋째, MatSIM-

SCORES를 불러 들여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물을

각행위자로보내각각의plan에대한 score를연산하게

한다. 넷째, MatSIM-STRATEGY를 불러 들여서 새로

운 plan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랜덤효용에 기초해서,

다음 iteration을위한각행위자의plan을선택한다.

다음으로 MatSIM-EXEC은 Celtin et al(2003)에

설명되어 있는 확률적, 대기행렬-기초의 행위자 통행자

시뮬레이션(mobsim)을 실행하며 정해진 시간 간격내

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방한다. MatSIM-

SCORES는 행위자에 따른 plan을 효용함수를 이용하

여 scoring을 통해 plan의 적합성을 검증하며,

MatSIM-STRATEGY는 출발시각, 경로 또는 수단선

택 등, 행위자의 Plan에 있는 항목을 수정하여 행위자

의 새로운 Plan을 도출한다. 

3.3. 통행배정

MatSIM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통행배정을 시행한다.

먼저, 주어진 개별 행위자의 초기 행동 plan에 따라

plan에 기술된 출발시간, 행동 지속시간, 경로정보에 기

초해 모든 행위자에게 Mobsim simulator를 부여한다.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효용함수에 기초해

plan의 score를 계산한다. 세 번째로 Plan score를

Agent memory 내의 Plan score와 비교하고 좋지 못

한 score의 Plan은 삭제한다. 네 번째로 partial agent

들은 path re-planning 모듈과 time re-planning 모

듈을 이용해 경로 또는 출발시각을 수정하고 plan을 점

진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다음 iteration에서 새로

운 plan을 평가하고 실행한다. plan score를 실행해서

각 행위자들의 효용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시스

템의 평균 plan score가 시스템 최고 점수에 근접한 시

스템평형상태에이르는것이다.

실행된 plan의 효용(score)을 계산하기 위한 효용함

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 number of activities

: 활동 i를할때positive utility의대수적형태

:활동에소비된negative utility의선형형태

:늦게 도착한 시간의 negative utility의 선

형 형태

4. 사례분석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선

택하 다. 서울의 중심업무지역, 주거, 간선도로, 도시

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의 도로와 도시특성을 복합적으

로 가지고 있어 다양한 유고상황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별 통행배분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

하 다.

4.1. 자료준비

4.1.1.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 데이터

통행 패턴을 이해하고, 도로와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에 신뢰할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는 수도권 중심의 교통통행실

태 및 교통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2006년을

기준으로 한 기종점 통행량(OD)을 구축하고 교통관련

정책의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적인 교통지표를 산정하

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얻어진 정보는 교통계획연

구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4.1.2. 수요생성

MatSIM Converter 프로그램은 cleaned data set

으로부터 초기 개인 행위자들의 trip plan을 작성하며

행위의 장소들을 좌표로 배정한다. Data set의 개인통

행은 centroid로 표현되는 traffic zone에서 시작되며

끝나지만, MatSIM은 각 통행들이 링크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따라서 각각의 zone기반 통행을 링크기반의 통

행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임의의 좌표 한쌍 (x,y) 은

centroid주위의 원형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기반

으로 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factor 0.7이 low

overlap으로 원형지역을 대상으로 좋은 결과값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ieser et al 2007). 그리고 나면,

activity coordinates 들은 가장 근접한 link에 표기

된다. Fig. 1은 activity locations에 따라 어떻게 링크

가 그려지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4 No.4166

Fig. 1 The Process of Placing Activity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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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네트워크 구축

MatSIM의 도 로 네 트 워 크 를 구 축 한 다 .

Openstreetmap을 통해 강남구 네트워크를 추출한다.

Openstreetmap의 경우 link의 속성이 제대로 입력되

지 않거나 link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등의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를 JOS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

크 수정을 한다. 수정작업이 끝난 네트워크에는 752개

의 노드와 1,051개의 링크가 있게 된다. Fig. 2는 네트

워크 구축과정을 나타낸다. 

4.2. 시나리오 설정

4.2.1. 기준년도 실측자료 검증

MatSIM의 결과는 시뮬레이션동안의 행위자 기반의

events이기 때문에, MatSIM은 결과를 통계적으로 집

계하는 몇 가지의 시뮬레이션 후 과정들이 있다. 이 과

정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MatSIM의 표준

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MatSIM과 실측 자료와 비교 검

증한다. 비교 검증 항목은 다음과 같다.

○24시간 통행 분포

○링크 교통량

○링크 구간 속도 : 조화평균속도와 관측 속도와의 비교

4.2.2. 유고상황

앞서 실행된 시나리오에서 event를 발생시켰을 때 통

행자들의 통행변화와 주변 도로의 통행패턴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하 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로 인해 코엑스를 중심

으로 동대로, 테헤란로 도로가 통제되며 자동차 자율

2부제가 시행되는 유고상황 event를 설정하 다. 

이와 같은 event 발생시 해당구간의 통행제한에 따른

통행자들의 경로선택의 변화와 주변구간의 링크 교통

량, 링크 구간속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또한 자율 2부제 시행 시 시민들의 참여도에 따른 주

변 도로의 통행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4.3. 시뮬레이션 구동

4.3.1. 통행배정의 수렴조건 설정

MatSIM의 통행배정과정에서의 수렴은 Iteration회

수와 score에 의해 결정된다. score이라는 특정 지표가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 상태로 될 때 네트워크 평형상

태로 인식되어 iteration을 중지한다. excuted plan

score에 비해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렴조건을 만족했다

고 볼 수 있다. Fig. 4는 60번의 iteration후 score 수

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이 평형 상태에 이르 음

을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iteration 횟수 300번을

수렴조건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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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twork Building

Fig. 3 Incident Case of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in Seoul’

Fig. 4 Equilibrium Through Numerical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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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시뮬레이션 구동

MatSIM의 strategy module을 통해 경로선택 모듈

을 선택하여 시뮬레이션을 구동하 다. 본 연구에서는

Reroute_Dijkstra 모듈을 선택하여 진행하 다. 

5. 결과물 산출 및 분석
5.1. 기준년도 실측자료 검증

5.1.1. 24시간 통행 분포 비교

<2006년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에서 강남구내

포함되어 있는 매봉터널, 청담교, 강남태극당, 동아교차

로 총 네 개의 지점을 선정하 다.

Fig. 6은 조사지점에서 실제 조사된 시간대별 통행분

포 관측치를 나타낸 것이며, Fig. 7은 MatSIM의 통행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4 No.4168

Fig. 5 Run MatSIM
Fig. 6 24hour Trip Distribution(Survey)

Fig. 7 24hour Trip Distribution(Mat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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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결과를 iteration 횟수 별로 나타낸 것이다.

iteration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통행분포 그래프

의 형태와 매우 흡사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1.2. 링크 교통량 비교

본 연구에서 링크 교통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지

방경찰청의 2006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를 실측

교통량으로 사용하 다. 

조사지점은 총 8곳으로 선정하 으며 양방향 교통량

을 비교하 다. MatSIM의 결과 값의 경우 auto trip

만을 고려한 링크 교통량이다. 이는 2006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와의 비교가 불가피하여 실측자료의 보

정이 필요하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교통본

부의 승용차, 버스와 택시의 교통수단분담률을 이용하

여 교통량을 보정하여 MatSIM의 링크교통량과 비교하

다.

본 연구의 분석구간의 실측교통량과 링크교통량의 비

교에서의 오차율은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

사 표준지침(제5판)에서 제시한 오차율 허용범위인

30% 이하로 정산되어 본 연구에서 구축한 MatSIM의

정산결과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Fig. 8, Fig. 9, Fig. 10은 MatSIM을 통해 산출된

비첨두 시와 첨두 시 시간대의 링크 교통량과 서울시

교통수단분담률을 적용하여 보정된 관측교통량을 나타

낸다.

Table 5. Comparison of Traffic Volumes, Peak hour, PM

Counts
MatSIM Difference

raw data revision

Gaepo-dong→
Yeoksam-dong

11,122 10,413 9,094 -12.67%

Yeoksam-dong→
Gaepo-dong

8,904 8,337 7,027 -15.71%

Jamsil Bridge→
Yeongdong Bridge

9,088 8,509 7,329 -13.87%

Yeongdong Bridge
→Jamsil Bridge

11,962 11,200 10,674 -4.70%

Woosung Inter.→
Gangman Station

14,516 13,591 12,385 -8.87%

Gangnam Station→
Woosung Inter.

11,971 11,208 9,298 -17.05%

Seolleung Station→
Samseong Station

12,992 12,164 10,323 -15.13%

Samseong Station→
Seolleung Station

10,362 9,702 9,342 -3.71%

Table 6. Comparison of Traffic Volumes,

Non Peak hour, PM

Counts
MatSIM Difference

raw data revision

Gaepo-dong→
Yeoksam-dong

10,967 10,268 9,137 -11.02%

Yeoksam-dong→
Gaepo-dong

10,378 9,717 8,464 -12.89%

Jamsil Bridge→
Yeongdong Bridge

8,002 7,492 6,370 -14.97%

Yeongdong Bridge
→Jamsil Bridge

12,041 11,274 10,980 -2.61%

Woosung Inter.→
Gangman Station

12,208 11,430 8,868 -22.42%

Gangnam Station→
Woosung Inter.

15,158 14,192 11,241 -20.79%

Seolleung Station→
Samseong Station

14,728 13,790 12,260 -11.10%

Samseong Station→
Seolleung Station

9,943 9,310 8,599 -7.64%

Fig. 8 Peak Hour Traffic Volume, Counts vs MatSIM, AM 

Table 4. Comparison of Traffic Volumes, Peak hour, AM

Counts
MatSIM Difference

raw data revision

Gaepo-dong→
Yeoksam-dong

11,959 11,197 9,889 -11.68%

Yeoksam-dong→
Gaepo-dong

7,446 6,972 6,284 -9.86%

Jamsil Bridge→
Yeongdong Bridge

8,727 8,171 6,826 -16.46%

Yeongdong Bridge
→Jamsil Bridge

12,406 11,616 11,495 -1.04%

Woosung Inter.→
Gangman Station

16,855 15,781 14,138 -10.41%

Gangnam Station→
Woosung Inter.

10,760 10,075 7,912 -21.47%

Seolleung Station→
Samseong Station

10,694 10,013 8,568 -14.43%

Samseong Station→
Seolleung Station

13,046 12,215 11,685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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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링크 구간 속도 비교

본 연구에서 MatSIM에서 나온 링크속도와 실제 조

사속도를 비교하 다. 주요 도로 구간의 조화평균속도

는 각 링크의 평균통행시간을 바탕으로 계산되었다.

Fig. 11은 계산된 링크 구간 속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속도는 조화평균속도이며 속도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조화평균속도

:링크 속도

:링크 속도의 개수

강남구의 매봉터널과 청담교 두 도로를 선택하여 조

사 차량을 이용한 실측값과 MatSIM에서 산출된 값을

비교하 다. 선택된 도로의 AM, PM 상₩하행 유출, 유

입 속도를 계산하여 비교하 다. MatSIM과 실측조사

치를 비교하 을 때 MatSIM에서의 평균 속도가 더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 차량이 실제 상황의 도로

에서 혼합교통류에 포함되어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

측 속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1.4. 소결

강남구의 주도로를 통해서 MatSIM의 산출물을 실측

자료와 비교하 을 때 24시간 통행분포는 iteration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실측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링크 통행량의 경우 MatSIM에서는 auto trip만을

고려하여 실측치보다 낮은 결과를 나았지만 대중교통

(버스) 및 준 대중교통(택시)을 고려한다면 실측값과 거

의 일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링크 구간 속도의 경우 링크 통행량과 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의 비교 검증을 통해 MatSIM에서의 산출값은

plan 수단선택의 보정(대중교통 trip)과 network(신호

체계 등)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신뢰할만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MatSIM의 검증을 통해 앞서 말한 network상 유고

상황 발생 시에 통행분포의 변화와 경로선택의 변화 등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5.2. 유고상황

5.2.1. 유고상황 설정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로 인해 교통통제를 하

다. 통제구간은 Coex 주변으로 봉은사로(전면통제) 아Fig. 11 Speed Comparison, Counts vs MatSIM

Fig. 9 Peak Hour Traffic Volume, Counts vs MatSIM, PM 

Fig. 10 Non-Peak Hour Traffic Volume, Counts vs 

MatSIM,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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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로(전면통제), 동대로(1/2 통제), 테헤란로(1/2통제)

이다. 통제 일시는 3월 26일~27일 00:00~22:00이다.

차량통제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자동차 자율 2부제를

시행하 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동차 자율 2부제이다. 자

율 2부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자율 2부제를 100% 다 참여할 수 있지만 시민들

이 0% 참여할 수도 있다. 시민의 참여율에 따른 통행

패턴의 변화를 알아보려한다.

5.2.2. 24시간 통행 분포 비교

앞서 검증과정에 산출되었던 24시간 통행분포와 자

율 2부제를 실시하여 통행자들의 50% 지키는 시나리오

1과 30%의 통행자들이 2부제를 지키는 시나리오 2, 마

지막으로 10% 통행자들이 2부제를 지키는 시나리오 3

과 비교하 다.

자율 2부제를 지키는 통행자의 비율의 차이가 확연한

것을 알 수 있다. 통행자가 자율 2부제를 지키지 않을수

록 첨두시간에 통행분포는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체로 인해 비 첨두시간에도 통행분포는 줄

어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2.3. 링크 교통량 비교

위의 24시간 통행 분포 비교와 같이 시나리오 1, 2, 3

과 검증과정에서 산출되었던 각 지점별 교통량을 비교

하 다.

링크 교통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율 2부제를 실천

하는 통행자가 많을수록 링크 교통량이 평소대로 유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2 Comparison with Each Scenario,

24hour-Trip Distribution

Fig. 13 Peak Hour Link Traffic Each Scenario, AM

Fig. 14 Non-Peak Hour Link Traffic Each Scenario,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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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링크 구간 속도 비교

시나리오 1, 2, 3과 검증과정에서 산출되었던 각 지점

별 방향별 링크 구간 속도를 비교하 다.

시나리오별 다른 링크의 속도가 나왔으며 통행자의 2

부제 참여율이 높을수록 링크의 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5. 결과

유고상황 발생 시에 시나리오별 24시간 통행분포, 링

크 교통량, 링크 구간 속도를 비교분석 하 다. 자율 2

부제 실시에 참여율에 따른 교통상황 변화를 알 수 있었

다.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소의 교통상황을 유지할 수 있

었으며, 참여율이 낮을수록 극심한 정체를 일으킬 수 있

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대규모 행사 등의 유고상황 발생에는 교

통통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유고상황 발생 시 교통

통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주변 도로교통의 상황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효

율적인 도로교통 운 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

어진다.

6.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최근 교통수요예측 분야에 좀 더 효과

적이고 세 한 분석을 위해 연구가 이루어지는 개별 행

태 기반의 교통 시뮬레이션의 이론적 고찰과 실측자료

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실측자료들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MatSIM에서 산출된 결과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시간 통행분포와 유사한 통행분포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링크 교통량의 경우

MatSIM의 auto trip만을 고려한 링크 교통량을 실측

교통량의 교통수단분담률을 적용하여 보정한 결과 오차

율 30% 이하로 나타나 MatSIM의 결과 값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링크 속도 역시 유사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비교 검증을 통해 MatSIM의 검증을 마쳤다.

또한 유고상황 발생 시 개인 행태의 변화로 통행경로 변

경 등과 같은 다양한 변화들의 예측을 통해 향후 유고상

황에 대비한 교통통제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 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plan 생성과정에서 auto

trip만을 선택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좀 더

정확한 현실반 을 위해서는 스마트카드 데이터, 가구

통행실태조사 자료 등의 대중교통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여야 좀더 현실을 잘 반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MatSIM에 대한 연구가 미흡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MatSIM을 활용한 이번 연구를 통해 개별 행태 기반의

통행분석이 도로교통 운 에서의 교통 시뮬레이션의 활

용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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